여성역량 강화원칙(WEPs) 소개
Equality Means Business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에서부터 직장 내 성차별 해소에
이르기까지 여권신장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은 비즈니스 공동체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유엔의 이니셔티브로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여성 기업인 지원, 그리고
직장, 업계, 지역사회 내 여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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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
여성역량강화원칙(WEPs)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0년에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입니다. WEPs는 7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2019년 3월 현재, 전세계
약 2,200명의 CEO가 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참여 방법
Step 1: CEO 서명서 서명
최고 경영자가 경영 전략 및 제반 사항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동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CEO 서명서(CEO Statement)에 서명
Step 2: 참여 신청서 작성과 함께 CEO 지지 서명서 업로드
* 웹사이트 https://www.empowerwomen.org/en/weps

■ 참여 혜택
- WEPs 참여 및 성평등 지지를 대내외로 홍보
- WEPs 지지 기업 간 네트워크 참여
- WEPs 연례행사 참여 및 젠더 이슈 관련 최신 동향,
이행 사례 자료 활용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2.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3.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4.

교육과 훈련

5.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6.

지역사회의 리더십 및 참여

7.

투명성, 측정 및 공시

- WEPs 로고 및 WEPs의 ‘We Support’ 로고 사용 가능
- 여성역량강화원칙 지도자상(Leadership Award of the WEPs) 후보 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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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Gender Gap Analysis Tool

"2019년 국문 서비스 런칭"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툴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세계 170여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업하여 개발한 동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체크리스트 구성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

●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성폭력 대응

●

여성 차별금지정책 및 고용평등제도

●

산업안전보건

●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급망 내 여성 인권 신장 (포용적 공급망)

●

유급 출산휴가·양육지원 제도

●

지역사회 내 여성 인권 보호 및 증진

■ 활용 방안
●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및 전략 평가 제공

●

성별 격차, 기회 파악을 통한 사내 성평등 정책·접근 향상

●

성평등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전사항 파악

●

성평등 행동 촉진에 글로벌 성평등 자료 및 툴 활용

●

여성에 대한 투자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 WEPs Tool을 사용하면 우리 회사에 어떤 이점이 있나요?
많은 기업이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이를
이행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WEPs 성 격차 분석 툴은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방향성 설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업은 동 분석 툴로 전세계 기업들의 성평등 우수사례 및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WEPs 성 격차 분석 툴로 귀사의 성평등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https://weps-gapanalysis.org

